
화이트 햇 세리모니
방문객을 명예 캘거리 시민으로 
위촉하세요.

예술과 문화

서부의 문화 유산

거리 공연, 음악, 쇼핑, 음식 문화를 일 년 
내내 즐겨보세요.

스티븐 애비뉴 워크 
캘거리의 유서 깊은 보행자 전용 도로 

글렌보우 
박물관 탐방 
1,000,000개의 유물 
28,000개의 작품

국립 음악 센터(NMC)가 있는 스튜디오 
벨에서 캐나다 음악 명예의 전당과 캐나다 
컨트리 음악 명예의 전당 컬렉션을 감상해 
보세요.

국립 음악 센터가 있는 
스튜디오 벨

쇼핑

로데오, 승마, 맛있는 음식과 맥주, 콘서트, 
엔터테인먼트, 팬케이크, 카우보이 모자를 

놓치지 마세요.

캘거리 스탬피드

스프루스 메도우즈 
인터내셔널 
크리스마스 마켓 
쇼핑과 겨울 왕국을 동시에 
만끽해 보세요.

실제 카우보이 옆에서 말을 타고, 라인 
댄스를 배우고, 로데오 황소 게임에도 
도전해 보세요. 

랜치맨스 쿡하우스 앤 
댄스홀

스미스빌트 햇츠 
캘거리의 상징인 화이트 
햇의 역사를 알아보는 
투어에 참여해 보세요.

알버타 발레 및 브로드웨이 
어크로스 캐나다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눈과 입이 즐거운 디너쇼 
쥬빌레이션 디너 시어터 또는 
스테이지 웨스트 시어터 레스토랑

1인 

입장권

크로스아이언 밀즈 및 
CF 치누크 센터
대폭 할인된 가격의 해외 
관광객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판매세
없는
쇼핑

알버타 부츠 
컴퍼니 
100% 수제 
웨스턴 부츠를 
선보입니다.



당일 여행

보트, 기차, 자동차 만나기

헤리티지 파크

현존 최대 
규모의
역사 마을 캐

나
다

먹거리

명소

사자의 울음소리를 
온몸으로 느껴보고 
가까이에서 기린 
혀도 관찰해 보세요. 
캘거리 동물원의 
뒷이야기 투어

캘거리 브루어리 투어스
캘거리 수제 맥주 투어 또는 
알버타 증류주 시음 투어에 
참여해 보세요.  

얌누스카 늑대개 보호구역
늑대와 늑대개를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알버타 주 코크런에 있습니다.

직접 기른 곡물로 
만든 위스키
오클레어 디스틸러리
알버타 최초 싱글 몰트 
위스키 양조장

4곳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캘거리에서는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 공원

 공룡 
주립공원

헤드 스매시드 인 
버팔로 점프

워터튼 글레이셔
국제평화공원

캐나다 서부에서

캘거리 타워에서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또는 
중국어로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투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전망대 XperienceCalgary 
투어에 참여해 캘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배워보세요.

100m 높이의 스키 
점프대에서 시작되는 
이곳의 짚라인은 
북미에서 가장 빠른 시속 
120km를 자랑합니다.

전설적인 봅슬레이 
트랙에서 14번의 커브를 
거쳐 활강하며 5G의 중력 
가속도를 경험해 보세요.

50여 개의 참여형 체험 
전시물을 선보이는 캐나다 
스포츠 명예의 전당에서는 
누구나 재미, 교육, 감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스카이라인 루지는 
세계에서 가장 긴 1.8km
의 루지 카트 트랙입니다.

윈스포트

로열 티렐 고생물 박물관 
꽃가루의 아주 작은 입자부터 거대한 
공룡까지 지구 상의 생명체에 관한 놀라운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알버타 주 드럼헬러에 있는  
아틀라스 석탄 광산
 에서 광산 역사에 대해 

알아보세요.

바운더리 랜치에 방문해 여름에는 
트레일을 즐기고 겨울에는 개썰매를 
타보세요. 알버타 주 카나나스키스에 
있습니다.

캘거리 웍스
도보 투어로 캘거리를 

경험해 보세요. 

캘거리 파머스 마켓에 들러 
농장의 신선한 음식을 맛보고 
캘거리의 먹거리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농부들도 만나보세요.
캘거리 맛기행
맛집 탐방을 떠나보세요.

로키스 헬리 캐나다 어드벤처에 참여해 
캐나다 로키 산맥의 웅장한 풍경을 감상해 
보세요. 알버타 주 카나나스키스에 있습니다.


